
전직원이 참여하는 조직문화 개선회의가 지난 8월 28일 18층 KISA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. 이번 회의는 상

반기를 정리하고, 조직문화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기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

한 것으로,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헌장 선포식과 노사간 화합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

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. 

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회의는 부서별로 주제를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‘조직문화 활성화 방안(2개 부

서)’, ‘CEO 레터에 대한 답장 및 바라는 점(2개 부서)’, ‘사회공헌 캠페인 방안(1개 부서)’등에 대한 다양한 주

제발표와 함께 경영혁신단이 올해 개선된 행정 서비스 추진실적을 발표했다.

첫번째 주제인 조직문화 개선방안의 주제발표를 맡은 두 개 부서는 각기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해 눈길을 끌

었는데, 먼저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KISA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이

끌어냈으며, 이를 통해 ‘커뮤니케이션 향상’이라는 개선 주제를 도출했다. 이와 더불어 조직문화 비전으로 

‘Open KISA, Do it KISA!’를 제시했고, ‘OkiDoki’ 라는 참신한 구호를 만들어내기도 했다. 또 세부 추진방

안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‘Open Kisarang’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. 반면 보안성평가단은 조직문화 

관련 활동들을 분석해 KISA의 조직문화를 ‘사람중심 문화’로 규정하고, 개선방안으로 홈커밍데이 등 3가지 

방안을 제안했다. 

두번째 주제 ‘CEO 레터에 대한 답장 및 바라는 점’에서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 직원 설문조사를 통

해 CEO 취임 이후 개선된 점, 개선할 점, 직원들의 주요 관심사항 등을 선별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. 

개선된 점으로 직원들은 ‘대외신인도 제고’를 가장 많이 선택(39%)했고, 개선할 점으로는 급여수준(55%)과 

인사제도(25%)를 꼽았다. 한편, IT기반보호단에서는 CEO 레터에 대한 답장으로 황중연 원장을 사모하는 한 

직원의 마음을 코믹하게 전달해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가볍게 이끌었다. 

정책개발단이 발표한 마지막 주제 ‘사회봉사 캠페인’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사회봉사활동 현황을 소개하고, 

체계적인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. 이를 위한 3대 키워드로 Life, Green, Fun을 도출하고, Catch 

Phrase로 ‘I-RUN’을 제시했다. I-RUN은 생활의 전반에 걸쳐(lIfe), 친환경적이고(gReen), 재미있는(fUN) 

정보보호 실천을 위해 솔선수범해(I) 달린다(RUN)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 이밖에도 경영혁신

단에서는 상반기 주요 경영환경 및 서비스 개선 사례로 교육체계 개선, 복지카드 개선, 조직문화 활성화, 근

무환경 개선 관련 실적 등을 제시했다. 

무엇보다 직원들의 자신감과 밝아진 조직문화를 실감할 수 있었던 이번 전직원 회의는 사회봉사활동, 조직문

화 개선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GWP(Great Work Place)를 위한 경영전략 차원의 체계적인 방향성 제시가 

필요한 시점임을 알게 해 준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.

CEO의 한 달

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8월 황중연 원장은 KISA가 모범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

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힘을 쏟았다. 노조원들과 함께한 ‘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 

전진대회’,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의지를 담은 ‘사회공헌헌장 선포식’ 등이 그 대

표적 것. 향후 KISA가 정보보호 리더 역할 뿐만 아니라, 공공기관의 롤 모델로 자리매

김해 보길 기대해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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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문화 개선 위한 전직원 회의

지난 8월 28일 황중연 원장과 박순태 노조위원장 등 KISA 

임직원 및 노동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, 노사화합

을 위한 양재천 행진대회가 마련됐다. 서로 간의 벽을 허물

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전진대회

를 통해 노사가 더욱 굳건한 신뢰를 쌓았다. 

노사(勞使)가  한마음 한뜻으로
: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

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
: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보호 위한 계기 마련

사회공헌헌장 선포식
: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 의지 담겨

지난달 28일 노사화합을 위한 전진대회에 앞서, 전직원이 

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실현을 다짐하는 사

회공헌헌장 선포식이 거행됐다. 헌장에는 사회공헌 활동을 

기관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, 모두가 함께 잘 사

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

임직원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. 

한편, 황 원장은 지난 2일 서울파이낸스센터 21층에서 SK텔레콤, KTF, LG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사이버

침해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.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휴대전화를 통한 보

안공지, 이동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, 이동통신 가입자 개인정보보호, 공동 캠페인을 통한 가입자 보안 

인식제고. 

이와 관련해 황 원장은 무선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이용자 보호 서비스도 함

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, 이를 계기로 4,5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이통사와 공동으로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들

을 보호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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